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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edicinal herbs (MH) extracts on dementia 
induced by trimethyltin chloride (TMT) in rats. Six-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s; normal group (group 1), control group (group 2), MH extracts group (250, 500 mg/kg) (group 3, group 4) and 
positive control group (tacrine group, group 5). In the control group to induce dementia, a 2.5 mg/kg of TMT intraperitoneal 
injection was used for 14 days (1 per day) in the rats. In the MH extracts group 250 mg/kg and 500 mg/kg of MH extracts 
were medicated in an oral inoculation for 20 days (1 per day). After 30 minutes, a 2.5 mg/kg of TMT intraperitoneal 
injection, which causes dementia, was used for 14 days (1 per day). In the positive control group (Tacrine group) 10 mg/kg 
of Tacrine, the dementia treatment, was medicated in an oral inoculation. After 30 mintues, 1 mg/kg of TMT intraperitoneal 
injection, which causes dementia, was used for 14 days (1 per day). The present author observed the passive avoidance 
performance test, and memory ability test (Y maze test), the values of MDA, acetlycholinesterase (AchE) activity in the 
brain and antioxidant enzyme in serum. MH extracts significantly improved memory of AD model rats in the Y-maze test, 
and also significantly improved memory of AD model rats in the passive avoidance test. MH extracts significantly reduced 
AChE activity, and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OD level, but not catalase and MDA. From the results above, MH extracts 
is thought to be effective in the improvement of antioxidant enzymes and memory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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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

서 노인성 질환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인성 

질화 중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dementia)이다. 치매

는 뇌의 퇴행성 변화, 뇌혈관 장애, 뇌의 염증성장애, 대사성

질환, 내분비질환, 외상 및 중독 등에 의해 일어나는 인지기

능의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뇌증후군이다. 과거에는 노화에 

따르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았으나, 현재에는 기억력, 사고

력, 지남력, 이해력, 계산능력,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장애

를 일으키는 신경계의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뇌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노인성 치매라고도 하는 Alzheimer's 
disease(AD)와 뇌경색 등으로 유발된 뇌혈관성 치매(Vascular 
disease: VD), 그리고 양자가 혼재된 혼합형 치매로 구분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Alzheimer's disease이다(Evans 등 

1989). 치매는 신경전달물질인 acetylcholine(ACh)의 감소(Francis 
등 1999, Kang 등 1999)와 신경세포사멸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Silverberg 등 2004), 치매의 주 증상인 기억력 장애는 

기억과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cholinergic 
system의 심각한 손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Park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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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ACh의 향상이 

AD에서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cholinergic 
agonist나 acetylcholinesterase(AChE) inhibitor들을 통한 시냅스 

사이트에서의 ACh 수준 증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무스카린 수용체 저해제인 trimethyltin(TMT)이나 scopolamine과 같
은 항콜린성 약품들에 의한 학습 및 기억력 등에 의한 인지적 

결함을 가진 동물모델을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Chung 
등 2001; Papandreou 등 2009). 이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된 기

억력 개선 약물들에는 무스카린성 ACh 수용체에 대한 효능제, 
ACh 생성촉진제, AChE 저해제 등 여러 가지 작용기전에 따라 

ACh성 신경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약물들

이 개발되어 왔으나, 효과가 일시적이고 미약하며, 심각한 부

작용 및 독성 때문에 아직 사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태이

다(Fayuk & Yakel 2004). 치매가 만성 노인성 질환이라는 질병 

특징에 따라 복용이 쉬워야 하고, 장기간 복용동안 부작용 없

이 치료 가능해야 하며, 천연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음식물

로도 섭취할 수 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천연 생약재를 이용하여 부작용이 적고, 효능이 좋은 기억력 

개선 및 치매 치료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ung 등 

2004,  Kim 등 2002). 또한 노화 시에 보이는 인지기능의 손상

은 노화과정에서 수반되는 지질과산화물의 축적이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며, 이것은 생체기능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파킨스병과 같은 신경퇴행질환의 발병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Kim 등 2002; Marttila 
등 1988; Zelman 등 1988)되고 있으므로, 천연의 식물 소재인 

생약재의 성분이 체내에서의 Free radical을 방어하는 항산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지난 수년간 muscarin성 acetylcholine receptor(M1 type), 
glutamate(NMDA; glycine binding site) receptor 및 AChE 등 치매

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각종 약물작용점(효소, 수용체)에 대

한 저해효과(Kim 등 2001; Kim 등 2002)를 120여종의 식물추출

물(주로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하여 폭넓게 검색한 결과를 토

대로 활성이 높은 생약재를 선발하여 최적조성물을 조제한 다음, 
뇌세포 퇴화에 의해 발생되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한

약재인 하수오(Ploygonum multiflorum Thunberg), 산약(Dioscorea 
batatas Thunberg), 당귀(Angelica gigas Nakai),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강황(Curcuma aromatica), 죽엽(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g), 석창포(Acorus gramineus), 감초(Glycyrrhiza 
uralensis) 등 8종의 생약재에서 추출한 생약복합물을 이용하

여 치매유도 동물모델에서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고, AD의 예

방 및 치료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단계로서 생약복합물이 AD 유발 동물모델의 

인지기능과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항치

매 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약재

1) 실험동물
Sprague Dawley 계통의 생후 7주, 평균무게 180±10 g의 수

컷 흰쥐를 샘타코((주)샘타코 바이오코리아, Korea)에서 구입

하여 동물 사육장에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사
육장은 실내온도 20±5℃, 습도 55~60%를 유지하였으며, 명
암주기는 12시간 주기(07:00~19:00)로 일정하게 하고, 고형사

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생약재 중 당귀(국산), 하수오(국산), 황귀

(국산), 산약(국산), 죽엽(국산), 강황(중국산), 석창포(중국산) 
및 감초(중국산)는 진주시 소재 약재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보관은 실온 및 냉장(10℃)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3) 검액 제조(생약복합물의 조성과 추출)
생약재를 전통의약서와 현대과학에서 인지기능 활성이 규

Table 1. Inhibition of M1 binding site, gycine binding site 
and AChE by extracts of medicinal herbs in vitro

Functions Medicinal herbs Activity

M1 binding site
inhibition

Coptis japonica +++
Phellodendron amurense ++

Polyporus umbellatus ++
Poncirus trifoliata ++
Oldenlandia diffusa ++

Glycine binding
site inhibition

Polyporus umbellatus +++
Dioscorea batatas +++
Artemisia capillaris +++

Amomum xanthioides +++
Phellinus linteus ++
Astragalus membranaceus ++
Honttuynia cordata ++
Acanthopanax sessiliflorum ++

AChE inhibition

Coptis japonica ++

Gardeniae jasminoides +++
Polygonum multilflorum +++
Phyllostachys nigra +++
Eribotrya japonica +++
Rheum undulatum +++
Cnidium officin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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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된 연구논문(Kim 등 2001; Kim 등 2002)을 기초(Table 1)로 

최적 생약복합물을 구성하였다. 최적 생약복합물은 하수오

(Ploygonum multiflorum Thunberg) 50 g, 산약(Dioscorea batatas 
Thunberg) 100 g, 당귀(Angelica gigas Nakai) 100 g, 황기(As-
tragalus membranaceus) 50 g, 강황(Curcuma aromatica) 50 g, 
죽엽(Phyllostachys nigra var. henonis) 50 g, 석창포(Acorus 
gramineus) 50 g, 감초(Glycyrrhiza uralensis) 100 g의 조성으로 

생약재 총 550 g에 10배수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열수추출을 

하였으며, 열수추출은 Digital Heating Mantle(MS-DM608, Misung 
Co.,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이때 추출시간은 5시간, 추
출온도는 95℃로 동일한 온도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Whatman 
filter paper No.1에 거르고, rotary vacuum evaporator(N-1000, 
EYELA, Tokyo, Japan)로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기(FD-8508, 
Ilshin Bio Base, Dongducheon, Korea)로 완전히 건조하여 조성

물 농도 100 μg/mL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실험방법

1) 군 분류(실험군의 구성, 투여물질 및 용량)
1주일 적응기간 종료 후, 실험군은 5군(n=6)으로 나누어 

정상군, 치매유발군, 약재 중농도 투여군, 약재 고농도 투여

군, 치매치료제 투여군으로 5개 군으로 나누어 20일간 사육

하였다. 1군: 정상군(normal group)은 정상상태의 흰쥐에 아무

런 처치 없이 사육하였다. 2군: 치매유발제 투여군(TMT 투여

군)은 정상상태의 흰쥐에 치매유발을 위해 Trimethyltin chloride 
(TMT, Sigma, 146498, St. Lous, MO. USA) 2.5 mg/kg을 0.9% 
생리식염수에 용해 및 희석하여 사육시작 5일 후부터 14일간 

1일 1회 복강 내 주사(intraperitoneal injection) 하였다. 3군: 약
재 중농도 투여군(experimental sample group)은 약재 중농도

(250 mg/kg)를 실험사육 기간 20일 동안 매일 경구 투여하였

다. 그리고 사육시작 5일 후부터 생약복합물 투여 후 30분경

과 후에 TMT를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14일간(1일 1회) 복
강 내(i.p) 주사하여 치매를 유발하였다. 4군: 약재 고농도 투

여군(experimental sample group)은 약재 고농도(500 mg/kg)를 

실험사육 기간 20일 동안 매일 경구 투여하였다. 그리고 사육

시작 5일 후부터 생약복합물 투여 후 30분경과 후에 TMT를 

Table 2.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n=6)

Groups Injection doses
1 Normal group

2 Saline 0.1 mL + TMT 2.5 mg/kg
3 MH extracts 250 mg/kg + TMT 2.5 mg/kg
4 MH extracts 500 mg/kg + TMT 2.5 mg/kg
5 Tacrine 10 mg/kg + TMT 2.5 mg/kg

생리식염수에 희석하여 14일간(1일 1회) 복강 내(i.p) 주사하

여 치매를 유발하였다. 5군: 치매치료제 투여군으로 치매치

료제인 tacrine(9-amino-1,2,3,4-tetrahydroacridine hydrochloride, 
Sigma, A3773, St. Lous, MO. USA) 10 mg/kg을 생리식염수에 

녹여 경구 투여하고, 30분 후에 치매유발제인 TMT를 생리식

염수에 희석하여 14일간(1일 1회) 복강 내(i.p) 주사하였다

(Table 2).

2) 실험동물의 처리
실험사육 최종일에는 7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를 사

용하여 마취시키고, 해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혈액은 심

장에서 채혈하였으며, 4℃에서 30분 방치한 후 3,000 rpm에

서 15분간 원심 분리(FLETA-5, Hanil science Inc. Korea)하여 

혈청을 취해 －70℃에 보관하였다. 뇌 균질물은 무게를 측정

한 후 10 volume의 0℃ Tris-buffer(pH 8.0)에 넣고 Glass-Col 
Homogenizer 균질화 한 후 12,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FLETA-5, Hanil science Inc. Korea)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효

소활성측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3) 측정항목

(1) Transaminase 활성 측정
20일간 사육한 흰쥐의 간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GOT)와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활성을 측정하였다. 혈청 GOT와 GPT 활성은 측정용 

kit 시약(FUJI DRI-CHEM SLIDE)을 사용하여 혈액자동분석

기(FUJI DRI-CHEM FDC3500I,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흰쥐의 체중과 뇌무게를 측정하였다.

(2) 신장독성 측정
20일간 사육한 흰쥐의 신장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혈청 크

레아티닌(Creatinine) 농도와 혈중 요소 질소(Blood Urea Nitrogen, 
BUN) 농도 측정은 측정용 kit 시약(FUJI DRI-CHEM SLIDE)
을 사용하여 혈액자동분석기(FUJI DRI-CHEM FDC3500I, Tokyo, 
Japan)에서 측정하였다.

(3) 혈액 내 지질성분 측정
혈청의 지질성분은 측정용 kit 시약(FUJI DRI-CHEM SLIDE)

을 사용하여 혈액자동분석기(FUJI DRI-CHEM FDC3500I, Tokyo, 
Japan)에서 측정하였다. 

(4) 혈청 중의 항산화 활성

①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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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SOD 활성은 SOD assay kit(A001, Nanjing Bio Co., 
Nanjing, Chin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준비된 혈청 5 μL에 

Reagent Ⅰ 시약 1 mL, Reagent Ⅱ, Ⅲ, Ⅳ를 각각 0.1 mL를 

넣고 믹싱한 후 37℃에서 40분간 가온시킨다. 발색시약 2 mL
를 넣어 믹싱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방치시킨다. 그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② Catalase(CAT) 활성

혈청 CAT 활성은 CAT assay kit(A007-1, Nanjing Bio Co., 
Nanjing, Chin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준비된 혈청 20 μL에 

Reagent Ⅰ과 Ⅱ를 혼합한 시약 3 mL를 cuvette에 즉시 넣고, 
240 nm에서 흡광도를 1차 측정한 후 1분 후  2차 측정하였다. 
결과값은 측정치의 log 함수로 표시하였다.

(5) 뇌 조직 중의 malondialdehyde(MDA) 함량측정
Phosphate buffered saline을 이용하여 추출한 흰쥐의 뇌조

직 균질액 160 μL에 1% phosphoric acid 960 μL를 혼합한 후 

0.67% thiobabitruic acid 320 μL를 넣고, 95℃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은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FLETA-5, 
Hanil science Inc. Korea)하고, 532 nm에서 상등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DA 함량은 mg protein 당 μnmole의 농도를 표

시하였다(Choi 등 2009).

(6) 뇌 조직 중의 AChe 활성 측정
Y-mase와 Passive avoidace 실험 종료 후 흰쥐의 뇌를 적출

하여 10 volume의 lysis buffer를 넣고 Glass-col homogemizer로 

균질화한 후 12,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FLETA-5, 
Hanil science Inc. Korea)하였으며, 그 상등액을 효소실험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공정은 4℃에서 수행하였으며, 
추출한 효소액의 단백질함량을 축정하기 위하여 Quant-iT™ 
protein assay kit(Invitrogen Co., Carlsmbad, Ca., USA)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효소 5 μL에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65 μL를 넣고, 37℃에서 15분간 pre-incubation 시킨 후, 반응 

혼합물에 Ellman's reation mixture 70 μL를 첨가한 후 405 nm
에서 10분 동안 2분 간격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흰쥐 뇌 

조직 중의 AChe 활성은 정상군 대비 mg protein 당 % 활성으

로 나타내었다(Kim 등 2007). 

4) Y-maze 실험
사육기간 종료 다음날 Y-maze 실험을 실시하였다 Y-미로 

시험은 단기 기억형태의 순간 공간인지력을 평가하는 방법

으로 Water maze test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scopolamine을 투

여한 쥐에 대해 Y-maze test를 실시하였다. Y-maze test에 이

용되는 기구는 3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지의 길이

는 42 cm, 넓이는 8 cm, 높이는 21 cm이고, 세 팔이 접하는 

각도는 120°로 하였다. 모든 실험 장치는 검정색 polyvinyl 
plastic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지를 A, B, C로 정한 후 한쪽 

arm에 흰쥐를 조심스럽게 놓고 8분 동안 쥐가 들어간 arm의 

이동경로를 기록하였다. 이때 꼬리까지 완전히 들어갔을 경

우에 한하며, 갔던 가지에 다시 들어간 경우에도 기록하였다. 
세 개의 서로 다른 arm에 차례로 들어간 경우 1점(actual 
alternation)씩 부여하였고, 연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교차 행동력(spontaneous alternation)은 위의 

측정된 점수를 총 교차한 횟수에서 2를 뺀 수로 나누어 확률

로 환산한 값으로 나타내었다(Kim 등 2007).

5) 수동회피실험
Y-maze 실험 다음날  Passive avoidance 학습 시험(training 

trial)을 실시하였다.  Passive avoidance 실험기구는 조명이 있

는 밝은 챔버와 어두운 챔버, 2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

며, 바닥은 철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흰쥐는 조명이 

있는 챔버에서 조명을 켜지 않은 채 1분 동안 적응시킨 후 

조명을 켜고, 2분 동안 적응시킨 후 마우스가 어두운 챔버로 

이동하자마자 전기충격을 0.5 mA, 1초 동안 가한다. 학습 시

험을 시킨 다음날 각 마우스들을 대상으로 기억 시험(teat 
trial)을 실시하였다 조명을 켠 챔버에 흰쥐를 놓고 흰쥐의 네 

발이 다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latency time: 머무름 시간)을 

600초 이내로 지정하고 실행하였다(Kim 등 2007).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을 통해 처

리하였다. 항목에 따라 실험군 별로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표

기(mean±S.D.)하였고, 실험군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

정(post hoc)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생약복합물의 TMT 유도성인지결함에대한보호효과

1) 체중과 뇌무게
20일간 사육한 실험동물의 체중 및 뇌 무게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체중은 다른 군에 비하여 정상군(1군)과 

치매치료군인 5군이 비교적 낮았으며, 치매유발군인 2군과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은 다소 높았다(p<0.05). 또한 생약

복합물 투여군(3, 4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생약복

합물을 투여한 농도 차이에 의한 체중의 증감은 없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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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ody weight and brain weight of rats 

Groups1) Body weight (g) Brain weight (g)

1 310.0±4.072)ab 1.45±0.17NS3)4) 

2 326.3±4.24b 1.65±0.03

3 323.7±4.01b 1.55±0.10

4 321.0±6.71b 1.73±0.04

5 315.3±3.91ab 1.72±0.05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Table 2.
2) All values are mean±S.D. 
3) NS: Not significant at p<0.05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고 뇌의 무게는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2) Transaminase, creatinine 및 BUN의 활성
20일간 사육한 실험동물의 간장독성 평가를 위하여 혈청

의 GOT, GPT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GOT 농
도는 정상군인 1군에 비해 치매유발군인 2군,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군(3, 4군)이 감소하였으며, 치매치료군인 5군이 가장 

낮았다(p<0.05). GPT 농도는 정상군인 1군, 치매유발군인 2군, 
약재투여군(3, 4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tacrine
을 투여한 5군이 다른 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여 GOT 농
도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생약복합물을 투여

한 쥐에서 GOT, GPT농도가 정상군의 쥐에 비해 감소하였거

나, 같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약재추출물 투여로 인한 간장독

성은 없었다. 한편, 신장독성 평가를 위하여 혈청의 creatinine
과 BUN 활성을 측정한 결과(Table 4), 혈청 Creatinine 농도는 

실험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UN 농도는 정상군(1
군)에 비해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군(3, 4군), tacrin을 투여한 

5군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TMT를 투여한 2군이 가장 높았

다(p<0.05). 

Table 4. Transaminase activity, creatinine and BUN levels of the serum in each groups 

Groups1) GOT
(U/L)

GPT 
(U/L)

Creatinine
(mg/dL)

BUN
(mg/dL)

1 109.12± 6.192)b 28.17±0.79a 0.50±0.002NS3) 19.05±1.18ab4)

2 100.33±10.0ab 32.67±2.26a 0.50±0.00 22.37±1.38b

3  95.67±11.94ab 28.33±2.06a 0.52±0.02 18.98±1.18ab

4  89.67± 6.72ab 30.50±1.53a 0.53±0.02 19.55±0.75ab

5  76.0 ± 3.71a 40.50±3.52b 0.50±0.00 17.87±1.33a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Table 2.
2) All values are mean±S.D. 
3) NS: Not significant at p<0.05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군(3, 4군), tacrine을 투여한 5군은 정상

범위 안의 수치(8~20 mg/dL)를 나타냈기 때문에 tacrine 투여

와 약재추출물 투여로 인한 신장독성은 없었다.
일반적으로 한약재를 비롯한 약물의 장기투여는 간장과 

신장에 대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tacrin, donepezil, galan-
tamine, rivastigmine 등 일련의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

(cholinesterase inhibitors, ChEI)들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NMDA 수용체 

길항제인 memantine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인정받아 사

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초기에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다가 중등도 이상이 되면 효과가 없거

나, 간독성 등의 문제로 장기간 복용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

다. Tacrin의 경우, 이미 간독성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Watkins 
등 1994), 드물지만 donepezil 역시 간독성에 관한 보고도 있

다(Dierckx & Vandewoude 2008). 그리고 TMT는 유기주석 

화합물의 일종으로 주석화합물 조제과정 중 생성되는 중간 

화합물로 강력한 독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Feldman 등 

1993) 되고 있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도 tacrin의 경우, 간독성

지표인 혈액 내 GPT가 유의적인 상승(p<0.05)을 보였고, TMT
를 투여한 군에서 신장독성 지표인 BUN에서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각 지표에서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3, 4군에서는 정상

군인 1군과 유의적인 차이(p<0.05)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p<0.05).

3) 혈액지질성분
혈액 중의 지질 함량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총 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중성지방은 전군에서 정상군(1군)에 비해 치매유발군인 

2군이 낮았고,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 치매치료군(5군)은 

가장 낮았다(p<0.05). 이들 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다. 이것은 Choi 등(2005)의 당귀분말이 scopolamine을 투여

하여 기억․학습 장애 유발한 mouse의 혈청에 미치는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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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pid composition of the serum in each group 

Groups1)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1 45.83±4.052)b3) 95.83±3.32NS4) 42.50±1.45NS

2 38.00±2.32ab 94.20±4.63 41.33±2.51 
3 33.17±1.96a 82.67±3.19 37.50±2.60 
4 32.33±2.86a 86.33±4.75 40.67±2.68
5 30.50±2.81a 84.50±4.00 38.00±2.99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Table 2.
2) All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4) NS: Not significant at p<0.05

서도 5% 참당귀 분말 투여군에서 총콜레스테롤, HDL-콜레

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의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중성지방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생약복합물은 식물성이어서 콜레스테롤의 함량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중성지방 함량을 다소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생약복합물의 TMT 유도성인지결함에대한항산화효과

1) 혈청 중의 항산화 활성
혈액 중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SOD 활성은 정상군(1군), TMT 투여군(2군) 및 tacrine 투
여군(5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그것들에 비해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이 다소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다(p<0.05).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 간에는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지만, 3군에 비해 생약복합물을 더 첨가한 4군
의 SOD 활성이 다소 높았다. 이것은 천연의 식물 소재인 생

약재의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생약복

합물의 농도가 높은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천연의 식물 소재는 미량의 유효물질을 포함하여 비

타민 C, 토코페롤, 카로테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산 등 

식물체의 모든 부위에 존재하는 페놀성 화합물이 주요 활성

물질이며(Lee 등 2012), 이들 성분은 대부분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Table 6에서 catalase 활
성은 전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free radical 제
거 시 SOD의 활성이 증가되어 O2

－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

로써 H2O2가 상대적으로 덜 생산되어 catalase의 활성에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天王

補心丹加薑黃(천왕보심단 가 강황) 추출물이 AD 유발 동물 

모델의 기억력과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Byun 
SN 2010)에서 AD 유발군에 비해 tacrin 투여군과 저, 중, 고용

Table 6. SOD and catalase levels of the serum in each 
group

Groups1) SOD
(unit/mL) 

Catalase
(unit/g protein)

1 384.94±58.552)a3) 4.65±0.03NS4)

2 381.85±53.65a 4.89±0.02
3 391.74±33.92ab 4.84±0.09
4 405.04±45.81ab 5.06±0.07
5 385.61±47.10a 4.83±0.07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Table 2.
2) All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4) NS: Not significant at p<0.05

량의 SOD 활성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또한 CAT 활성 또한 AD 유발군과 투여군 간의 유의

적인 차이도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AD 발병의 

여러 가설들 중 활성산소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AD 발병

의 전단계라고 추정되는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환자의 혈장, 소변, 뇌척수액에서 lipid peroxidation marker
인 8,12-iso-iPF2α-Ⅵ가 상승한다는 보고(Praticò 등 2002)나 α- 
tocopherol(Sano 등 1997), vitamin C(Zandi 등  2004), ginkgo 
biloba(DeFeudis & Drieu 2000), selegilin(Sano등 1997) 등의 항

산화제를 복용한 경우, AD의 발생위험이 낮아질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다. 활성산소종은 적당량이 있으면 인체 내 방어

시스템인 항산화 효소에 의해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방어

되지만, 그 발생량이 과도하면 정상세포까지 영향을 받게 되

어, 세포 및 조직 노화와 이로 인한 만성질환 유발의 원인이 

된다(Kang JS 2010). 특히 뇌는 인체 내 여러 기관에 비해 활

성산소에 대한 산화방지 효소계나 저분자의 산화방지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유해활성산소나 라디칼에 의한 산

화적 손상에 대한 방어가 매우 취약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세

포막손상과 신경세포의 사멸유도로 인하여 파킨슨병, 알츠하

이머병 등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최

근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Marttila 등 1988; Zelman 
등 1988).

2) 뇌조직의 MDA 활성
본 실험에서는 20일간 사육한 흰쥐의 뇌조직에 존재하는 

지질과산화 중간생성물인 MDA의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7). 뇌조직에서의 MDA level은 뇌조직의 산화를 평가하는 좋

은 지표인데, 활성산소에 의해 뇌조직의 산화가 발생하면, 과
산화 지질이 다량 생성되고, 이러한 과산화지질의 최종 분해

산물이 MDA이기 때문이다. MDA 함량은 정상군인 1군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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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료군인 5군이 치매유발군인 2군과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2, 3, 4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생약복합물 투여군인 3, 4군이 물만 

급이한 1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것은 생약추출물속에 

존재하는 여러 식물들이 뇌조직의 지질과산화물질을 감소하

는 것으로 생각되나, 치매유발군인 2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quercetin(5, 10 및 20 mg/kg)을 

21일 동안 급이한 마우스에 TMT로 치매를 유발한 흰쥐의 뇌

조직에서 MDA의 활성이 quercetin을 5 혹은 10 mg/kg을 급이

하였을 때는 TMT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20 mg/kg
을 급이하였을 때는 TMT군 대비 MDA 생성을 약 17%가 억

제하였다는 보고(Choi GN 2011), AD 유발 동물에게 天王補

心丹加薑黃(천왕보심단 가 강황) 추출물을 투여한 3개 군에

서 薑黃(강황)의 용량 의존적으로 MDA의 수치가 낮아졌다

는 보고(Lee 등 2012), 홍국(red yeast rice)이라고 불리는 red 
mold rice 투여가 뇌해마 조직과 피질의 MDA 형성을 억제한

다는 보고(Lee 등 2007) 등으로 보아, 지질의 과산화 억제 효

과는 투여물질의 함량과 약제의 농도에 의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3. 뇌 조직 중의 Acetylcholinesterase 활성
Y-mase와 passive avoidance 실험 종료 후 흰쥐의 뇌를 적출

하여 AChE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ACh은 모

든 신경세포에서 발견되는 신경전달물질로 중추신경계의 콜

린성 시스템과 매우 관련성이 높다. ACh은 acetyl CoA와 choline 
acetyltransferase(ChAT)의 효소작용으로 합성되며, AChE의 작

용으로 acetate와 choline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choline은 high 
affinity choline transporter에 의해 다시 presynaps로 상승되어 

ACh 합성반응에 관여하게 된다. 실험동물 및 임상연구에서 

콜린성 신경계의 붕괴는 초기 알츠하이머 질환의 주요 원인

으로 알려졌다(Park 등 1996). Table 7에서와 같이 AChE 활성

은 TMT로 치매를 유발한 2군이 가장 높았으며, 치매치료군

(5군)은 정상군(1군)의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그리고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3군, 4군에서는 유의적 차이는 

없으나, TMT로 치매를 유발한 2군보다는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고, 치매치료군인 5군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치매 치료제인 tacrine은 TMT에 의한 AChE 
활성을 유의적으로 저해한 것을 알 수 있었고, 생약복합물도 

농도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치매치료제인 tacrine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AChE 억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마우스에 TMT로 치매를 유발한 흰쥐의 뇌조직에서 

탱자 추출물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AchE의 활성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는 보고(Kim 등 2009)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본 실험에서도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3군, 4군에서는 유의적 

Table 7. MDA levels of the serum and AChE activity of 
the brain in each group 

Groups1) MDA
(nmole/mg protein)

AChE
(%/mg protein)

1 1.19±0.152)a3) 101.78±5.50a

2 0.92±0.19b 121.45±2.12b

3 0.98±0.16b 114.89±4.28ab

4 0.91±0.08b 110.61±5.09ab

5 1.08±0.15a 103.20±2.97a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Table 2.
2) All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차이는 없으나, 중등도의 농도인 3군에 비해 고농도를 투여

한 4군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생약복합물의 농

도를 좀 더 높이면 치매 치료제인 tacrine의 수준으로 AChE 
활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생약혼합물은 tacrine, donepezil과 같은 AChE inhibitor 
치매 치료제와 같이 신경접합부에 있는 ACh을 분해하는 AChE 
활성을 억제하여 ACh의 활성을 촉진하므로 기억과 학습 개

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Giacobini E 2004). 한편, 
TMT는 항콜린성 제제로 시냅스에서 acetylcholine의 농도변

화 없이 활성을 감소시키는 약물로 기억손상을 일으켜 노인

성 중추신경 장애와 관련된 연구에 많이 활용되는 약물로 알

려져 있으며(Papandreou 등 2009), TMT 투여는 AChE 활성을 

증가시켜 시냅스 사이의 신경전달물질인 ACh의 분해를 촉진

하여 뇌조직의 ACh 함량을 감소시키나, 생약복합물은 시냅

스 말단의 AChE 활성을 저해하여 ACh활성을 촉진시키고, 
관련효소인 choline acetyltransferase를 활성화하여 뇌조직의 

ACh 함량을 다소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4. Y-maze 실험을 통한 기억력 및 학습능력 개선 효과
본 연구에서는 뇌의 해마 부위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

킴으로써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TMT를 이용하여 

기억력과 학습능력이 감퇴된 흰쥐모델을 대상으로 Y-maze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8분 동안 흰쥐가 

Y-maze의 각 arm을 통과한 총 횟수는 전군에서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한편, 교차행동력은 TMT 투여군인 2군이 가장 

낮았으며, 치매치료제인 tacrine을 투여한 5군이 가장 높아 5
군(tacrine 투여)은 TMT 투여군인 2군에 비해 약 125% 현저

한 기억력 증가를 보였다(p<0.05). 이에 반해 생약복합물 투

여한 2, 3군은 정상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TMT 투
여군인 2군에 비해 각각 117.32%와 120.38% 수준으로 기억

력 증가를 보였다. 총 횟수는 전군에서 차이가 없어 흰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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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otective effect of MH extracts against spontaneous 
alteration behavior in TMT-induced amnesic rats

Groups1) Total entry (No) Alteration behavior (%)
1 24.67±1.612)NS3) 63.70±5.76ab4)

2 21.05±1.38 51.22±3.70b

3 23.50±1.45 61.95±3.62ab

4 24.17±0.88 64.33±2.75ab

5 25.50±0.99 68.05±2.85ab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Table 2.
2) All values are mean±S.D. 
3) NS: Not significant at p<0.05
4)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기본적인 운동능력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TMT 복강주사에 의한 인지

결함으로부터 유도된 행동장애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에 관한 연구로는 TMT로 치매를 유발한 마우스에 급이한 

quercetin의 농도를 증가할수록 교차행동력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는 보고(Choi GN 2011), scopolamine으로 치매를 유

발한 마우스에 당귀 추출물의 급이로 인지기능과 학습수행 

능력이 뚜렷한 증진효과를 나타내 마우스의 교차행동력을 

대조군에 가깝게 회복시켜 주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는 보고

(Oh 등 2004), 또한 scopolamine으로 기억력 손상을 입힌 실험

동물에 Y-maze test를 한 결과, 정상 대조군에 비해 AD 유발

군에서 spontaneous alternation 수치가 감소하고, 白蔘(백삼)과 

紅蔘(홍삼) 추출물, tacrin을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과 비슷한 

정도의 개선효과를 보였다는 보고(Lee 등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2주간의 tacrine 및 天王補心丹加薑黃(천왕보심단 가 

강황) 추출물 투여를 종료한 후 실시한 Y-maze 시험에서는 

저용량 薑黃(강황) 추가군에서 상승이 있었으나, 모든 군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아 기억력 개선 효과는 관찰하

지 못했다는 상반된 보고(Byun SN 2010)도 있다. 

5. 수동회피실험을이용한기억력및학습능력개선효과
수동회피실험은 장기기억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투여 종료 후에 행해진 수동회피실험 첫날(acquisition trial)
과 비교해 둘째 날(retention trial) 수동회피실험에서의 결과는 

Fig. 1과 같다. 치매유발군(2군)은 전군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보이며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생약복합물 중, 고용량 투

여군(3, 4군) 및 tacrine 투여군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용량

(4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어(p<0.05) 정상군에 가

깝게 회복시켜 주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즉, 치매유발군(2군)
이 정상군(1군)에 비해 step-through latency가 33%로 떨어진

데 비해 치매치료제로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tacrin 

Fig. 1. Protective effect of MH extracts on TMT-induced 
dementia in the passive avoidance test. Each behavior test 
was conducted 2 days after TMT injection. For further 
explanation see the legend to Table 1.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n=6).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on the 
bar graph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5군)의 경우 정상군의 83%까지 회복되는 결과를 보였다. 중
용량 생약복합물 투여군(3군)의 경우, tacrine과 비슷한 정도의 

회복을 보였으며, 고용량 생약복합물 투여군(4군)은 정상군

의 95%와 같은 정도로 회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mulberry 
(Shih 등 2009) 추출물을 투여한 AD 모델 생쥐에서 AD 유발

군에 비해 수동회피시간이 50% 증가한 것에 비해 고용량 생

약복합물의 투여가 월등히 우수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AD 유발 생쥐의 학습, 기억능력에 curcumin이 미치

는 효과를 step-through passive avoidance test를 통해 평가한 

연구에서 보여준 89.5%의 회복(Pan 등 2008)에 비해서도 높

은 결과이다. 또한 AD 유발 생쥐의 天王補心丹加薑黃(천왕

보심단 가 강황) 추출물의 저용량, 고용량 薑黃(강황) 추가군

의 경우 tacrine과 비슷한 정도의 회복을 보였으며, 중용량 薑

黃(강황) 추가군은 정상군과 같은 정도로 99%의 회복을 보였

다는 연구(Byun SN 2010)와 red mold rice(흥국)를 투여한 후 

수동회피실험을 한 연구에서는 step-through latency가 정상대

조군이나 양성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Lee 등 2007)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수준의 기억능력의 회복 및 

개선을 확인하였다. 

요 약

인지기능 활성을 가진 생약복합물을 선정하여 최적조성물

을 조제한 다음, 생약복합물의 첨가비율을 달리하여 치매유

도 동물모델에서 항산화 효과와 인지기능 개선을 확인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20일간 사육한 흰쥐 혈청의 GOT, GPT, creatinine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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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 활성을 측정한 결과,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군(3, 4군)이 

정상군(1군)에 비해 GOT 농도는 감소하였고, GPT 농도와 

Creatinine 농도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UN 농도는 정상

군(1군)에 비해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군(3, 4군)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2. 혈액 중의 총 콜레스테롤과 HDL-cholesterol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으나, 중성지방은 전군에서 정상군(1군)에 비해 치매

유발군인 2군이 낮았고,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 치매치료군

(5군)은 가장 낮았으며, 이들 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혈액 SOD 활성은 정상군(1군), TMT 투여군(2군) 및 tacrine 

투여군(5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생약복합물 투

여군(3, 4군)이 다소 높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MDA 함량은 정상군인 1군과 치매치료군인 5군이 치매유발

군인 2군과 생약복합물 투여군(3, 4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으며, 2, 3, 4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4. AChE 활성은 TMT로 치매를 유발한 2군이 가장 높았으며, 

치매치료군(5군)은 정상군(1군)의 수준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그리고 생약복합물을 투여한 3군, 4군에서는 유의적 차이는 

없으나, TMT로 치매를 유발한 2군보다는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고(p<0.05), 치매치료군인 5군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5. 단기기억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Y-maze를 실시한 결과

는 Y-maze의 각 arm을 통과한 총 횟수는 전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교차행동력은 TMT 투여군인 2군이 가장 낮

았으며, 치매치료제인 tacrine을 투여한 5군이 가장 높아 5군
(tacrine 투여)은 TMT 투여군인 2군에 비해 약 125% 현저한 

기억력 증가를 보였다. 이에 반해 생약복합물 투여한 2, 3군
은 정상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TMT 투여군인 2군
에 비해 각각 117.32%와 120.38% 수준으로 기억력 증가를 보

였다. 장기기억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수동회피실험의 결과, 
TMT 투여군(2군)은 전군에서 가장 낮았으나, 생약복합물 중, 
고용량 투여군(3, 4군) 및 tacrine 투여군은 증가하였고, 특히 

고용량(4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어(p<0.05) 정상

군에 가깝게 회복시켜 주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생약복합물은 치매 유발 동물모델의 

항산화능의 저하를 억제하고, AChE 활성을 억제하여 ACh의 

활성을 촉진하므로 장⋅단기 기억능력의 회복 및 개선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생약복합물의 농도에 따른 

첨가군을 확대하여 인지기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최적농

도를 도출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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